산둥성 기업 및 프로젝트 추진 주체의 조업재개에 관한 약간의 조치
(關於加快全省企業和項目建設複工複產的若幹措施)
산둥성委 코로나19 영도소조(지휘부)
2020.2.18(화)

1. 업무 복귀 직원 통행 보장
- 省위생건강위원회, 省공업정보화청, 省인력자원사회보장청, 省공안청,
省교통운수청, 각 市 당위원회 및 정부
ㅇ 산둥성內 14일 이상 거주하고, 이상징후 없고 격리관찰 대상이 아닌 사
람은 소재지 지역사회(촌) 방역팀에서 산둥성이 규정한 건강통행카드 발
급받고, 각 지역 및 회사는 동 카드를 보유한 자에 대해 통행을 보장하
며, 지정 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를 간 경우 격리관찰 실시하지 않음
- 각 市, 縣(市, 區)는 관할구역 가도(街道), 지역사회, 촌위원회의 사람
통행 제지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수정하고, 일자리복귀 직원들의
통행을 보장
2. ‘지점과 지점’ 맞춤형 운수 서비스 가동
- 省교통운수청, 省공안청, 省위생건강위원회, 각 市 당위원회 및 정부
ㅇ (1) 각 縣(市, 區)는 기업 및 프로젝트마다 연락하여 실제상황을 파악하
고, 이들의 업무 추진 일정에 근거, 현지상황에 따라 (산둥성內外)위험
지역이 아닌 직원 및 농민공 등에 대해 맞춤형(집-회사) 출근 차량 서비
스 지원
- 산둥성內 직원은 건강통행카드를 소지해야하며 차량탑승 전 체온측정
에서 합격된 경우만 탑승 가능
- 산둥성外 직원은 먼저 건강통행카드를 작성해 현지 지역사회(촌) 날인
증명 후 체온측정 결과에 따라 탑승 가능
- 회사 도착 후 체온 측정에서 문제가 없는 직원에 대해 격리 조치하지
않음
ㅇ (2) 많은 직원의 회사 복귀를 지원해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

서 여객도로운수경영자격이 있는 회사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토록 협상
- 소재지 현급 이상의 코로나19 영도소조 판공실은 정부가 지정한 운수
증명서를 발급하고, 정부에서 지정한 운수차량이 운송 임무를 하도록
지원
- 동 차량에 대해서는 빠르고 편리면 통행 서비스를 제공하고, 고속도
로 경영관리회사는 여객(직원) 운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
원
ㅇ (3) 성·시 이외 지역을 간 직원의 경우, 건강통행카드 작성 조건에 부합
하다면 해당 거주지 지역사회(촌)에 카드 발급을 신청 가능
- 지역사회는 동 카드 신청에 대해 절대 거절 불가
- 또한 산둥성內 원활한 통행을 위해 쾌속 처리하여 발급
3. 외국국적 직원의 복귀 지원
- 省과학기술청, 省공안청, 省인력자원사회보장청, 省외사판공실, 각 市
당위원회 및 정부
ㅇ 국외전문가 및 외국국적 근로자의 일자리 복귀를 장려하고, 이들에 대한
△건강정보관리, △방역통제보고제도를 완비
-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들의 업무 및 생활에 대한 요구를 파악
해, 방역 및 생활 관련 물자 공급을 보장
- 방역 기간, 산둥성은 취업허가에 대해 비대면 심사제도를 시행하고,
절차 간소화, 취업 및 거류증 쾌속 처리
4. 일자리 수급 해결 위한 서비스 강화
- 省인력자원사회보장청, 각 市 당위원회 및 정부
ㅇ 업계별 공공 취업서비스기관 및 경영성 인력자원기관을 조직하여 취업
정보 제공
- 중점업계 및 기업의 구인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원거리
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
- 현지(本地) 인력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, 기업이 현지 구직희망
자를 고용하도록 장려

5. 도로망의 원활한 운행 보장
- 省교통운수청, 省공안청, 省위생건강위원회, 각 市 당위원회 및 정부
ㅇ 방역 임무 이행의 전제 하에, 응급통로와 그린통로 제도를 실시하여 통
행증 보유자에 대한 검역 면제 실시
- 이는 원활한 교통통행 외에 조업재개 필요인력, 필요 원자재 및 생산
제품 등의 운송 보장을 위한 조치
6. 지역별 차별화된 교통 통제
- 省공안청, 省교통운수청, 省위생건강위원회, 각 市 당위원회 및 정부
ㅇ 산둥성 각 지역은 고속도로 출입구,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, 농촌도로
등을 함부로 봉쇄할 수도 없으며, 차량 통행 제지 불가
- 산둥성 각 市, 縣(市,區), 鄕鎭 간 설치한 검역소는 산둥성차량 및 산
둥성신분증 보유자에 대해서만 체온측정시 정상일 경우 통행 허가(단,
省경계지역과 고속도로 출구에 설치된‘省과 省간 통행 차량 및 사람
에 대한 검사소’는 제외)
- 단기內 산둥성 이외 지역으로 물자를 운송하고자 하는 기업과 탑승자
에 대해서는 ‘1인1실, 외부접촉불가, 상호접촉불가’의 방식으로 봉쇄
식 관리 및 일자리 복귀를 시행
7. 省과 省간의 교통 운수 협조 체제 구축
- 省교통운수청, 省공안청, 省위생건강위원회, 각 市 당위원회 및 정부
ㅇ 산둥성 주변 省, 市의 교통 주관부처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여, 해당
지역에서 발표한 (기업원자재·제품·농민공 출퇴근 등)운수차량의‘통행증’
을 상호 인증하여 검열 및 통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
8. 원자재 공급 보장 강화
- 省 공업정보화청, 省발전개혁위원회, 省교통운수청, 각 市 당위원회 및
정부
ㅇ 기업 및 프로젝트 추진 주체의 원자재 문제 해결 지원
- 생산과 소비, 공급과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둥성 중소기업

공공서비스 플랫폼(산둥성 민영기업 종합서비스 플랫폼)을 이용해 기
업 원자재 수급정보 공유
- 각 市는 응급물자 중점 생산원자재 구입과 물자 운송의 문제를 조율
하여 해결
- 신규 원자재 생산프로젝트는 전문가가 대리 심사하도록 하여 생산과
심사를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, △시공, 검측, 인증 등 비준 그
린 통로 개방, △수도·전기 등의 사용 보장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
거둘 수 있도록 지원
9. 기업 및 프로젝트 (재)가동을 위한 방역 시스템 구축
- 省공업정보화청, 省발전개혁위원회, 省위생건강위원회, 각 市 당위원회
및 정부
ㅇ (1) 기업 및 프로젝트 추진 주체는 알코올, 마스트, 장갑, 온도측정기 등
방역용품 구입 채널을 확대하여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
- 기업측이 상기 용품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, 기업소재지 市,
縣(市,區) 영도소조(지휘부)가 할당 원칙에 근거 종합적으로 해결할
수 있도록 지원
- 방호 물품이 많이 부족한 市의 경우, 산둥성委 영도소조(지휘부)는 省
內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조율하여 해결
ㅇ (2) 기업 및 프로젝트 추진 주체는 방역 업무 총괄 책임제를 구축하고,
‘1기업 1정책’을 바탕으로 △직원등록, △직원차량소독, △의학격리 등
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정
- 전 분야, 전 과정에 걸친 방역 대장을 만들고, 관리층에서부터 현장까
지 방역에 대한 전직원 책임 시스템을 구축
ㅇ (3) 건강상태 1일 보고제도를 구축하여, 기업 및 프로젝트 추진 주체가
소재지 정부, 지역사회(촌)에 매일 상황 보고
- 이외, 각 市는 방역을 이유로 △조업재개 심사 진행, △인위적인 업무
재개 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바로 시정하고 엄격히 처리
10. 방문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
- 省공업정보화청, 省발전개혁위원회, 省공안청, 省인력자원사회보장청,

省교통운수청, 省위생건강위원회, 각 市 당위원회 및 정부
ㅇ 각 市는 공장 주재 연락원 제도를 구축하고, 전문가팀은 기업 생산 및
프로젝트 관련 필요(방호)물자, 원자재, 생산설비, 유동자금, 지원복귀
등의 애로사항을 조율하여 해결
ㅇ 기업 및 프로젝트 추진 주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각 市는 조율하여
해결
- 애로사항을 확인한 후, 각 市 상황을 수집한 후 ‘산둥성委 경제운영보
장 지휘부 업무운영 실무팀’에 보고해 총괄 해결

